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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9.10 – 회개와 결심

현실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인을 파악하게 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회개

파악했지만, 자신의 고질적인 습관이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철저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

변화가 결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결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느헤미야 9,10 장을 통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1. 회개는 어떻게 했는가?(9:1-5)
ㄱ. (

)했다.

ㄴ. (

)을 정리했다 : 굵은 베 옷, 먼지를 뒤집어쓰고, 이방사람과 관계를 끊음.

ㄷ. (
ㄹ. (

)를 고백했다 : 그 자리에 (

)의 허물과 (

)의 죄를 자백.

)를 의미있게 보냈다 : 낮의 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낮의 ¼는 자신의 죄를 (

하나님을 경배(
ㅁ. (

) 채로(

)하고, 주

) 하였다.

소리)로 부르짖었다 : 대표되는 레위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믈을 흘리며, 큰 소리로 회개했다(4).
ㅂ. (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

)했다 : 주님의 영화로운 (

)을 찬양했다(5).

➔ 요한 1 서 1:8-10 을 찾아 아래에 적고 깨달은 것을 목장 식구와 나눠 보세요.
“
”

2. 죄를 고백하는 기도의 표본(9:5-37)
ㄱ. 주님의 (

)을 찬양(5)

ㄴ. 주님만이 홀로 우리 (
ㄷ. 하나님은 (

)이십니다(6): 천지창조를 믿고, 행하신 하나님 찬양(6)

)로우셔서 (

ㄹ. 하나님의 하신 일을 (

, 약속)을 지키셨습니다(8)
)하고, (

ㅁ. 거역하는 주의 백성을 언제나 (
예언자를 보내어 (타
않으시고, (버

) 한다(7-15)
히) 보시고, (내

) 않으셨다 (19). 여러해 동안 (

)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

)셨다.

)시키지도

)도 않으셨다(30-31)

➔ 회개는 이 모든 것을 (

) 보는 것이다. 그리고 허물어진 약속(

적어, 믿음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

)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

)로

)하여 다짐을 굳게 하는 것이다(38).

3. 회개에 따른 결심 (10 장)
ㄱ. 서명한 사람들: 총독 느헤미야을 비롯한 리더들과 알아들을 만한 (
(

)을 따르고, (

)하기로 맹세했다 (1-29)

ㄴ. 결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
➔ 누가복음 6:5 – “인자는 (

)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39)

)의 주인이다.”

➔ 고린도후서 6:16 –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
➔ 에베소서 2:15 – “율법을 (
이루셨다.

)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입니다”

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으로 만들어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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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인을 파악하게 해서

회개
기도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했지만, 자신의 고질적인 습관이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철저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결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결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느헤미야 9,10 장을 통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1. 회개는 어떻게 했는가?(9:1-5)
ㄱ. (금식)했다.
ㄴ. (환경)을 정리했다 : 굵은 베 옷, 먼지를 뒤집어쓰고, 이방사람과 관계를 끊음.
ㄷ. (죄)를 고백했다 : 그 자리에 (선) 채로(자신)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
ㄹ. (하루)를 의미있게 보냈다 : 낮의 ¼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낮의 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 하나님을 경배(예배) 하였다.
ㅁ.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 대표되는 레위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믈을 흘리며, 큰 소리로 회개했다(4).
ㅂ. (모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다(5).
➔ 요한 1 서 1:8-10 을 찾아 아래에 적고 깨달은 것을 목장 식구와 나눠 보세요.
“8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0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일 1:8-10, 새번역)”

2. 죄를 고백하는 기도의 표본(9:5-37)
ㄱ. 주님의 (이름)을 찬양(5)
ㄴ. 주님만이 홀로 우리 (주님)이십니다(6): 천지창조를 믿고, 행하신 하나님 찬양(6)
ㄷ.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말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8)
ㄹ.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 한다(7-15)
ㅁ. 거역하는 주의 백성을 언제나 (불쌍히) 보시고, (내 버리지) 않으셨다 (19). 여러해 동안 (참으)셨다.
예언자를 보내어 (타이르)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다(30-31)
➔ 회개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허물어진 약속(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어, 믿음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여 다짐을 굳게 하는 것이다(38).
3. 회개에 따른 결심 (10 장)
ㄱ. 서명한 사람들: 총독 느헤미야을 비롯한 리더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복종)하기로 맹세했다 (1-29)
ㄴ. 결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39)
➔ 누가복음 6:5 –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 고린도후서 6:16 –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에베소서 2:15 –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다.

